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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고시 제2021  24 호

이노비즈벨리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3조의2에 

따라 변경 수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 월  25  일 

김     해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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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

◦ 관  리  기  관 : 김해시 

◦ 산업단지의 위치 : 경남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993번지 일원

◦ 사 업  시 행 자 : ㈜에스엔비(9개사 대표기업)

나. 조성목적 및 필요성

◦ 김해시의 부족한 산업용지 수요 충족과 공장입지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

◦ 계획적인 산업용지 조성을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실입주자의 개발의지를 부합하는 효율적·친환경적 단지 조성

다. 추진경위(변경)

◦ 2012. 11. 15 : 투자의향서 제출

◦ 2013. 02. 25 :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 2013. 03. 11 : 합동설명회 개최

◦ 2013. 07. 23 :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2013. 08. 29 :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고시[김해시 고시 제2013-152호]

◦ 2014. 05. 14 : 착  공

◦ 2015. 01. 29 : 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고시[김해시 고시 제2015-18호]

◦ 2015. 09. 03 : 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고시[김해시 고시 제2015-149호]

◦ 2017. 01. 12 : 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고시[김해시 고시 제2017-12호]

◦ 2018. 03. 15 : 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고시[김해시 고시 제2018-66호]

◦ 2018. 07. 05 : 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고시[김해시 고시 제2018-133호]

◦ 2018. 12. 27 : 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고시[김해시 고시 제2018-334호]

◦ 2019. 12. 27 : 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고시[김해시 고시 제2019-359호]

◦ 2020. 01. 02 : 일반산업단지 준공인가[김해시 공고 제2020-2호]

◦ 2020. 10. 08 : 이노비즈벨리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김해시 공고 제2020-294호](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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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분양계획
                      (단위 :　㎡）

구   분 총면적
분 양 가 능 면 적 조성

기간

조성

기관
분 양 미 분 양

계
- 조성 조성중 소계

계 212,757.0 - - - - -

2013

~

2019

㈜에스
엔비

분양면적 136,391.8 136,391.8 - - - 136,391.8

산업시설 135,376.1 135,376.1 - - - 135,376.1

지원시설 1,015.7 1,015.7 - - - 1,015.7

공공시설 56,954.5 - - - - -

녹지 19,410.7 - - - - -

마. 입주계획 (변경)            
                                (단위 : 개사,　㎡）

구  분
입주예정 입주면적

계 제조업 기타 계
제조업

(산업용지)
기타

(지원시설)

향 후 10 10 - 136,391.8 135,376.1 1,015.7

 

바. 입지여건 (변경)

시 설 명 2019. 12월 현재
확충계획

일정 규모 시행기관

생활용수 - ~2019 77.2㎥/일
김해시

(수도과)

오    수 - ~2019 67.9㎥/일
김해시

(하수과)

전    력 - ~2019 65,104.4MWh/년 한국전력공사

통신시설 - ~2019 54회선 한국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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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기본방향
◦ 관리기관 : 김해시 [사업시행자 : (주)에스엔비]

◦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

◦ 유치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연관업종별로 집단화하여 생산성 도모

◦ 환경 친화적인 산업시설을 유치하여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

◦ 기존 공업지역과 연계한 지역 산업기반 특성화 유도와 집적효과 제고가 가능하도록 

효율적 유치업종 배치 도모

◦ 입주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활동 전개 및 관리업무의 전문화로 효율성 제고

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단지 용도별구역
(1) 용도별 구획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212,757.0 100.0 

산업시설 용지 135,376.1 63.6

지원시설 용지 1,015.7 0.5

공공시설 용지 56,954.5 26.8

도  로 36,828.4 17.3

주차장 3,011.9 1.4

저류지 2,980.2 1.4

배수지 484.8 0.2

가압장 136.2 0.1

공원 3,037.8 1.4

완충녹지 10,475.2 4.9

녹지시설 용지 19,410.7 9.1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공장

◦ 산업집적법 제2조 제18호 규정 및 제38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가 건축하는 건축물과 관련시설

◦ 산업시설의 건폐율은 70%이하, 용적율은 250%이하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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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시설구역

◦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 및 시행령 제6조 제6항에 따라 입주기업체 사업지원

을 위하여 지원기관이 설치하는 시설

◦ 산업집적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다) 공공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건축물 외의 공공업무 수행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과 건축물 

및 주차장법에 의한 허용 가능한 시설(주차장 용도에 한함)

(라) 녹지시설구역

◦ 녹지시설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물 및 건축물

(3) 용도별 구획 평면도

◦ 붙임1(토지이용계획도 및 용도별 구획도)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가) 산업시설구역(변경)

◦ 허용업종1(공장시설용도)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C23, C25, C29, C30, H49, 

H52 업종

  - C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추가)

  - C29 :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추가)

  - H49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H52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허용업종2(부동산 임대업 6811)

  - 산업집적법 제38조의2 제1항제2호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 허용

  - 공장설립 완료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주기업체가 해당 프로그램

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제3호에 따라 처분

신청자(입주기업체)가 추천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양도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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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허용(입주제한업종)(변경)

  - 특정수질,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업종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되는 사업장

    ㉡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되는 사업장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단, 발생폐수를 전량 재활용 

및 전량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가능)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유독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중 233.(시멘트.석회및플라스터 제조업)(추가)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중 239.(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추가)

  -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에 의한 사업(추가)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설치 업체(추가)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중 도금업(C25922)(추가)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중 위험물품 보관업(H52104)(추가)

  - 기타 환경영향평가서상 입주제한 사업장(추가)

  - 기반시설(도로,용수 등) 이용에 애로가 있거나 인근업체 사업 및 주거지역 생활

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공해업종은 제한 (추가)

(나) 지원시설구역

     ◦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용도의 시설을 입주대상으로 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등 제외) 등

◦ 불허용 :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 등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 및 제18호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 산

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나) 지원시설구역

◦ 일반 실수요자 및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의 입주기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

◦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 하는 자
 

(3) 입주 우선순위

(가) 산업시설구역 :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일반 실수요자



- 7 -

◦ 1순위 

  - 산업단지계획에 따른 일반 실수요자

  - 국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경상남도, 김해시)등 관계기관의 요청을 받은 업체

  - 김해지역 소재 업체로서 동 산업단지에 이전코자 하는 업체

◦ 2순위 

       - 김해지역 외 소재 업체로서 동 산업단지에 이전코자 하는 업체

(나) 지원시설구역 :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일반 실수요자

(4) 입주절차

◦ 산업집적법 제38조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체결
 

다. 산업시설구역 배치계획

(1) 업종별 배치계획(변경)

업  체
중분
류

업종배치
구성비
(%)

비고업체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식료품 제조업 C10 1 - 10,999.5 -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5 1 82,736.8 11,573.8 8.6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2 2 7,607.2 7,607.2 5.6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 1 26,432.1 26,432.1 19.5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H5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 1 - 9,916.2 7.3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H49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H5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 1 - 5,139.3 3.8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H49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H5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5

- 3 - 67,107.0 49.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H49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H52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H49 1 1 7,600.5 7,600.5 5.6

합     계 10 10 135,376.1 135,376.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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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수는 분양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업종별 배치계획도(변경)

◦ 붙임2(업종별 배치계획도)

 

라.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1) 설치계획

구  분 필지수 면적(㎡) 공급방법 비고

지 원  시 설 1 1,015.7
실수요자 분양

(경쟁입찰)

(2) 관리운영계획

◦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용도의 시설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 

따른 입주기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지원기관이 설치하는 시설을 설치하되 

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3.가.(2).(나)에 규정된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설치 

가능함

◦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3.가.(2).(나)에 규정된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지원시설을 설치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이노비즈

벨리 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을 준수하여야 함



- 9 -

  마. 공공시설 설치 및 운영

(1) 설치계획 (단위 :　㎡）

시 설 명
공공시설

비고
계획면적 구성비(%)

도        로 36,828.4 17.3

주   차   장 3,011.9 1.4

저   류   지 2,980.2 1.4

배   수   지 484.8 0.2

가   압   장 136.2 0.1

공        원 3,037.8 1.4

완 충  녹 지 10,475.2 4.9

(2) 시설관리운영

◦ 도      로 : 입주기업체협의회 또는 김해시

◦ 주  차  장 : 입주기업체협의회 또는 사업시행자

◦ 저  류  지 : 입주기업체협의회 또는 사업시행자

◦ 배  수  지 : 입주기업체협의회 또는 김해시

◦ 가  압  장 : 입주기업체협의회 또는 김해시

◦ 공      원 : 입주기업체협의회 또는 사업시행자

◦ 완 충 녹지 : 입주기업체협의회 또는 사업시행자

바. 사후관리 계획

(1) 목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산업단지의 합리적, 효율적 관리도모

(2) 세부관리계획

◦ 입주계약 업체의 분양용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기본계획을 준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분양용지의 불법 전매, 장기 유휴화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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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공공오수처리장을 통해 연계처리하며, 그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함

◦ 폐수 및 특정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업체는 입주를 제한(발생폐수를 전량 재활용 

또는 위탁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

◦ 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 통신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리기관

과 협조 및 사후관리 철저

사.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산업용지를 분할 할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규정에 의거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업용지 최소면적 1,650㎡이상으로 분할

◦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

률」및 산업단지괸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 가구 및 획지계획 : 붙임3(가구 및 획지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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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용도별 구획평면도

○토지이용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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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구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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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업종별 배치계획도

- 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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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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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가구 및 획지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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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및 획지계획

가구
번호

획지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 212,757.0 - 212,757.0

BL1

BL1-1

36,967.6

주촌면 덕암리 1018번지 일원 4,371.3 완충녹지1

BL1-2 주촌면 덕암리 999번지 일원 2,980.2 저류시설

BL1-3 주촌면 덕암리 1017번지 일원 136.2 송수시설

BL1-4 주촌면 덕암리 1002번지 일원 1,178.1 공원1

BL1-5 주촌면 덕암리 1001번지 일원 854.0 주차장1

BL1-6 주촌면 덕암리 1000번지 일원 1,015.7 지원시설1

BL1-7 주촌면 덕암리 998번지 일원 26,432.1 산업시설용지1

BL2

BL2-1

41,423.7

주촌면 덕암리 1008번지 일원 6,103.9 완충녹지2

BL2-2 주촌면 덕암리 1007번지 일원 10,999.5 산업시설용지2

BL2-3 주촌면 덕암리 1006번지 일원 11,573.8 산업시설용지3

BL2-4 주촌면 덕암리 1003번지 일원 4,298.4 산업시설용지4

BL2-5 주촌면 덕암리 1004번지 일원 3,308.8 산업시설용지5

BL2-6 주촌면 덕암리 1005번지 일원 5,139.3 산업시설용지6

BL3
BL3-1

37,400.4
주촌면 덕암리 996번지 일원 29,799.9 산업시설용지7

BL3-2 주촌면 덕암리 997번지 일원 7,600.5 산업시설용지8

BL4

BL4-1

38,381.7

주촌면 덕암리 993번지 일원 9,916.2 산업시설용지9

BL4-2 주촌면 덕암리 995번지 일원 2,157.9 주차장2

BL4-3 주촌면 덕암리 994번지 일원 26,307.6 산업시설용지10

BL5

BL5-1

21,755.2

주촌면 덕암리 1010번지 일원 484.8 배수시설

BL5-2 주촌면 덕암리 1012번지 일원 1,859.7 공원3

BL5-3 주촌면 덕암리 1009번지 일원 14,219.2 녹지용지1

BL5-4 주촌면 덕암리 1013번지 일원 5,191.5 녹지용지2

- - 36,828.4 - 36,828.4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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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 명칭 : 이노비즈벨리 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이노비즈벨리 일반산업단지의 계획적 개발로 난개발을 방지

 ○ 토지이용의 효율성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실입주자의 개발의지를 부합하는 효율적·친환경적 단지조성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산8-2번지 일원

 ○ 면적 : 212,757.0㎡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 개발기간 : 2013년 ~ 2020년 01월 31일

 ○ 개발방법 : 민간개발 방식

5. 주요 유치업종(변경)

 ○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추가)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추가)

 ○ H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

 ○ 사업시행자 : ㈜에스엔비 대표이사 고광현(10개사 대표기업)

 ○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로 6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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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가.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나. 소유자별 토지이용현황

구분 필지수 면적(㎡) 구성비(%) 비고

계 56 210,419 100.0

사유지 49 208,706 99.2 시행자 소유

농림축산식품부 4 1,379 0.7

국토교통부 1 42 0.0

김해시 2 292 0.1

※ 지적확정측량결과 반영 전 현재 토지이용현황임

구분 필지수 면적(㎡) 구성비(%) 비고

계 56 210,419 100.0

임야 37 194,625 92.5

답 10 5,412 2.6

과수원 2 4,518 2.1

잡종지 1 3,708 1.8

구거 4 1,379 0.7

전 1 735 0.3

도로 1 42 0.0

※ 지적확정측량결과 반영 전 현재 토지이용현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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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적확정측량결과 반영 시 토지이용현황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212,757.0 100.0

산업시설용지 135,376.1 63.6

지원시설용지 1,015.7 0.5

공공시설용지 56,954.5 26.8

도로 36,828.4 17.3

주차장 3,011.9 1.4

저류지 2,980.2 1.4

배수지 484.8 0.2

가압장 136.2 0.1

공원 3,037.8 1.4

녹지율
15.4%

완충녹지 10,475.2 4.9

기타시설용지 19,410.7 9.1

녹지용지 19,410.7 9.1

진입도로 1,103.0 - 산업단지 외

구분 필지수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27 212,757.0 100.0
산업시설용지 10 135,376.1 63.6
지원시설용지 1 1,015.7 0.5
공공시설용지 14 56,954.5 26.8

도로 5 36,828.4 17.3
주차장 2 3,011.9 1.4
저류지 1 2,980.2 1.4
배수지 1 484.8 0.2
가압장 1 136.2 0.1
공원 2 3,037.8 1.4

완충녹지 2 10,475.2 4.9
기타시설용지 2 19,410.7 9.1

녹지용지 2 19,410.7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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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반시설계획
 1) 교통시설

  가) 도로

   ○ 총괄표

   ○ 도로 조서

    - 산업단지

    - 진입도로(산업단지 외)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2-3 35
주간선
도로

1,540
2-3호
광장

2-2호
광장

일반
도로

- 2001.6.29
진입도로 

연결구간 및 
회전교차로 일부

기정 중로 2 3 15
보조간선

도로
353 산2-13 중2-1

일반
도로

- 2001.7.4 회전교차로 일부

구분 류별

계 1류 2류 3류

비고노선수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수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수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수
(노선)

연장
(m)

면적
(㎡)

일반
도로

계 5 2,22336,828.4 1 333 7,757.8 3 1,700 28,116 1 190 954.6

중로 4 2,03335,873.8 1 333 7,757.8 3 1,700 28,116 - - -

소로 1 190 954.6 - - - - - - 1 190 954.6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2 22 국지도로 333
대 

1-2-3
중2-35

일반 
도로

- 2013.8.29.

기정 중로 2 1 15
보조간선

도로
2,017 중2-34

대
1-2-3

일반
도로

- 2001.7.4.
단지외:1,994m

단지내:23m

기정 중로 2 34 16 국지도로 1,202 중2-35 중2-35
일반 
도로

- 2013.8.29.

기정 중로 2 35 16 국지도로 475 중1-12 중2-34
일반 
도로

- 2013.8.29.

기정 소로 3 45 5 국지도로 190 중2-34 배수지
일반
도로

- 201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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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차장 결정조서

 2) 공간시설

  가) 공원 결정조서

   나)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011.9 - 3,011.9

기정 ① 주차장
주촌면 덕암리

산244번지 일원
854.0 - 854.0

김해시 고시
제2013-152호

(13.08.29.)

기정 ② 주차장
주촌면 덕암리

산234번지 일원
2,157.9 - 2,157.9

김해시 고시
제2013-152호

(13.08.29.)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037.8 - 3,037.8

기정 ① 공원 소공원
주촌면 덕암리

산242번지 일원
1,178.1 - 1,178.1

김해시 고시
제2013-152호

(13.08.29.)

기정 ③ 공원 소공원
주촌면 덕암리

산11-1번지 일원
1,859.7 - 1,859.7

김해시 고시
제2013-152호

(13.08.29.)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0,475.

2
-

10,475.
2

기정 ① 녹지
완충
녹지

주촌면 덕암리
산3-10번지 일원

4,371.3 - 4,371.3
김해시 고시

제2013-152호
(13.08.29.)

기정 ② 녹지
완충
녹지

주촌면 덕암리
산239번지 일원

6,103.9 - 6,103.9
김해시 고시

제2013-152호
(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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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방재시설

  가) 유수지 결정조서

 4)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수도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유수지
저류
시설

주촌면 덕암리
산2-17번지 일원

2,980.2 - 2,980.2
김해시 고시

제2013-152호
(13.08.29.)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21.0 - 621.0

기정 ①
배수시설
(배수지)

주촌면 덕암리
산233번지 일원

484.8 - 484.8
김해시 고시

제2013-152호
(13.08.29.)

기정 ②
송수시설
(가압장)

주촌면 덕암리
산2-22번지 일원

136.2 - 136.2
김해시 고시

제2017-12호
(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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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용수공급계획(변경)

  ○ 계획급수량

 

 

구    분
부지면적

(㎡)

계획인구(인) 용수원단위(L/인) 용  수

공급량

(㎥/일)

비고

상근 이용 상근 이용

계 136,391.8 591 600 - - 77.2

산

업

시

설

용

지

소  계 135,376.1 577 570 - - 74.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11,573.8 22 39 100 30 3.4
금회

변경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7,607.2 38 17 100 30 4.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26,432.1 114 50 100 30 12.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H49)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9,916.2 30주) 22주) 100 30 3.7 변경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H49),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5,139.3 20주) 11주) 100 30 2.4 변경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H49),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67,107.0 298주) 127주) 100 30 33.6 변경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H49)
7,600.5 55 304 100 30 14.6

지원시설 1,015.7 14 30 100 30 2.3

주) 금회 변경되는 계획인구는 업종의 평균값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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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수공급계획

   - 사업대상지 남측 경계와 접하는 리도 202호선에 시 송수관로(D200mm)가 매설되어 있음

   - 시 송수관로 200mm에서 분기시켜 본 산업단지에 공급할 계획임

   - (주)에스엔비에서 수도시설의 분기에 필요한 제반비용 부담과 준공이후 관리권자는 

김해시로 인수·인계가 되도록 하겠음

   - 생활용수는 김해시 광역상수도를 이용하여 공급할 계획이며, 사업대상지내 관경은 

D100mm로 계획

 6) 오수처리계획 (변경)

 7) 전력 및 통신공급계획

  ○ 전력

  ○ 통신 : (주)KT와 협의하여 공급

 8) 폐기물처리계획

  ○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전량 김해시 폐기물처리계획과 연계하여 처리할

     계획이며, 또한「폐기물관리법」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상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자가 

     직접처리하거나 위탁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사업지구의 경우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토록 계획함

구  분 전력소요예상량(MWh/년) 공 급 원 비 고

이노비즈벨리
일반산업단지

65,104.4 한국전력공사

구  분
용수사용유량

(㎥/일)

분뇨발생유량(㎥/일) 잡배수발생유량(㎥/일)
오수발생유량

(㎥/일)분뇨

유량비

분뇨발생량

(㎥/일)

잡배수

전환율

발생량

(㎥/일)

산업시설 74.9 0.006 0.4 0.88 65.5 65.9

지원시설 2.3 0.006 0.0 0.88 2.0 2.0

합 계 77.2 - 0.4 - 67.5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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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 재원조달계획

 나. 연차별투자계획

총사업비
자금조달(백만원)

비고
자체조달 금융대출자금

81,737 46,685 35,052

구분
사업비

(백만원)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81,737 16,251 30,458 17,164 7,000 3,454 2,725 2,142 2,543

설계용역비 3,228 1,291 1,937 - - - - - -

보상비 23,036 12,500 10,536 - - - - - -

부지조성비 38,752 - 15,525 15,525 5,000 1,454 1,248 - -

기타비용 16,721 2,460 2,460 1,639 2,000 2,000 1,477 2,142 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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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변경없음)

 가. 산업단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권리자 권리내용

1 덕암리 161-1 답 14.0 14.0 코리아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2 덕암리 162 답 407.0 407.0 코리아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3 덕암리 163 답 387.0 387.0 코리아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4 덕암리 164 답 866.0 866.0 코리아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5 덕암리 165-1 답 1,987.0 1,987.0 코리아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6 덕암리 166-1 답 566.0 566.0 코리아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7 덕암리 167-1 과 3,216.0 3,216.0 코리아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8 덕암리 167-2 과 1,302.0 1,302.0 코리아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9 덕암리 167-3 답 1,020.0 1,020.0 코리아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10 덕암리 173-5 답 22.0 22.0 코리아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11 덕암리 193-3 잡 3,708.0 3,708.0 코리아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12 덕암리 193-7 전 735.0 735.0 코리아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13 덕암리 501-4 답 125.0 125.0 코리아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14 덕암리 501-5 답 18.0 18.0 김해시

15 덕암리 967-23 구 271.0 271.0 국(농림축산식품부)

16 덕암리 967-25 구 62.0 62.0 국(농림축산식품부)

17 덕암리 967-29 구 764.0 764.0 국(농림축산식품부)

18 덕암리 967-30 구 282.0 282.0 국(농림축산식품부)

19 덕암리 979-1 도 42.0 42.0 국(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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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권리자 권리내용

20 덕암리 산1-1 임 1,344.0 1,344.0 코리아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21 덕암리 산2-2 임 1,091.0 1,091.0 코리아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22 덕암리 산2-6 임 1,051.0 1,051.0 코리아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23 덕암리 산2-7 임 225.0 225.0 코리아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24 덕암리 산2-8 임 272.0 272.0 코리아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25 덕암리 산2-10 임 211.0 211.0 코리아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26 덕암리 산2-11 임 14,786.0 14,786.0 코리아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27 덕암리 산2-15 임 922.0 922.0 코리아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28 덕암리 산2-16 임 3,500.0 3,500.0 코리아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29 덕암리 산2-17 임 10,991.0 10,991.0 코리아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30 덕암리 산2-19 임 274.0 274.0 김해시

31 덕암리 산2-21 임 40.0 40.0 코리아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32 덕암리 산2-22 임 685.0 685.0 코리아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33 덕암리 산3-10 임 1,380.0 1,380.0 코리아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34 덕암리 산3-12 임 67.0 67.0 코리아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35 덕암리 산3-13 임 1,856.0 1,856.0 코리아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36 덕암리 산7-1 임 16,301.0 16,301.0 코리아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37 덕암리 산7-3 임 2,839.0 2,839.0 코리아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38 덕암리 산7-5 임 4,685.0 4,685.0 코리아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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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권리자 권리내용

39 덕암리 산8-2 임 26,757.0 26,757.0 코리아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40 덕암리 산8-4 임 1,616.0 1,616.0 코리아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41 덕암리 산9 임 397.0 397.0 코리아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42 덕암리 산11-1 임 11,389.0 11,389.0 코리아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43 덕암리 산231 임 4,404.0 4,404.0 코리아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44 덕암리 산232 임 11,362.0 11,362.0 코리아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45 덕암리 산233 임 1,457.0 1,457.0 코리아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46 덕암리 산234 임 25,028.0 25,028.0 코리아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47 덕암리 산235 임 1,714.0 1,714.0 코리아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48 덕암리 산236 임 595.0 595.0 코리아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49 덕암리 산237 임 8,231.0 8,231.0 코리아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50 덕암리 산238 임 7,595.0 7,595.0 코리아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51 덕암리 산239 임 9,538.0 9,538.0 코리아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52 덕암리 산240 임 12,066.0 12,066.0 코리아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53 덕암리 산241 임 926.0 926.0 코리아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54 덕암리 산242 임 7,127.0 7,127.0 코리아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55 덕암리 산243 임 178.0 178.0 코리아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56 덕암리 산244 임 1,725.0 1,725.0 코리아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계 210,419.0 210,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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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입도로(산업단지 외)

11. 에너지사용계획(해당없음)

12.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

업  체
중분
류

업종배치
구성비
(%)

비고업체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식료품 제조업 C10 1 - 10,999.5 -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5 2 82,736.8 21,490.0 15.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2 2 7,607.2 7,607.2 5.6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 1 26,432.1 26,432.1 19.5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H5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 1 - 5,139.3 3.8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H49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H5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5 - 3 - 67,107.0 49.6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권리자 권리내용

1 덕암리 493-7 답 2.0 2.0 김해시

2 덕암리 493-8 답 67.0 67.0 코리아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3 덕암리 501-6 답 141.0 141.0 코리아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4 덕암리 501-7 답 500.0 500.0 김해시

5 덕암리 967-31 구 80.0 80.0 국(농림축산식품부)

6 덕암리 967-32 구 19.0 19.0 국(농림축산식품부)

7 덕암리 979-3 도 70.0 70.0 국(국토교통부)

8 덕암리 산2-23 임 35.0 35.0 코리아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9 덕암리 산2-24 도 19.0 19.0 김해시

10 덕암리 산2-25 임 12.0 12.0 김해시

11 덕암리 산2-26 임 118.0 118.0 김해시

12 덕암리 산2-27 임 40.0 40.0 김해시

합계 1,103.0 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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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해당없음)

14.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가. 김해시 무상귀속 토지 : 53,942.6㎡(사업부지 면적의 25.4%), 구역외 도로 1,103㎡

 나. 사업시행자 귀속 토지 : 158,814.4㎡(사업부지 면적의 74.6%)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사업대상지 총면적 212,757.0 100.0

김해시 무상귀속면적 53,942.6 25.4
공공시설용지 53,942.6 25.4

도로 36,828.4 17.3 김해시 무상귀속

유수지 2,980.2 1.4
김해시 무상귀속

(사업시행자 관리)
가압장 136.2 0.1 김해시 무상귀속
배수지 484.8 0.2 김해시 무상귀속

공원 3,037.8 1.4
김해시 무상귀속(공원①,③)

(사업시행자 관리)

녹지 10,475.2 4.9
김해시 무상귀속(완충녹지①,②)

(사업시행자 관리)
산업단지 외 진입도로 1,103.0 - 김해시 무상귀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사업대상지 총면적 210,419.0 212,757.0 100.0 100.0
사업시행자 귀속면적 156,477.0 158,814.4 74.3 74.6

산업시설용지 135,376.0 135,376.1 64.3 63.6 사업시행자 귀속
지원시설용지 1,015.0 1,015.7 0.5 0.5 사업시행자 귀속
공공시설용지 3,012.0 3,011.9 1.4 1.4

주차장 3,012.0 3,011.9 1.4 1.4 사업시행자 귀속
기타시설용지 17,074.0 19,410.7 8.1 9.1

녹지용지 17,074.0 19,410.7 8.1 9.1 사업시행자 귀속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H49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H52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H49 1 1 7,600.5 7,600.5 5.6

합     계 10 10
135,376.

1
135,376.

1
1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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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구분 규격 수량 관리처분 계획 비고

도로

중로1-12 B=22.0m 333.0m 김해시에 귀속

중로234 B=16.0m 1,202.0m 김해시에 귀속

중로235 B=16.0m 475.0m 김해시에 귀속

소로3-45 B=5.0m 190.0m 김해시에 귀속

중로2-1 B=15.0m 23.0m 김해시에 귀속

대로1-2-3 B=22.0m 30.0m 김해시에 귀속

중로2-3 B=15.0m 13.0m 김해시에 귀속

구조물

보강토옹벽 H=2.0∼5.0M 5,271.0m 사업시행자 귀속

L형옹벽 H=1.5∼4.0M 184.5m 김해시에 귀속

PEM옹벽 H=1.0∼3.0M 88.5m 사업시행자 귀속

자연석 H=1.0∼5.0M 35.0m 사업시행자 귀속

우수

우수본관 ∅300mm∼1,500mm 2,027.1m 김해시에 귀속

우수연결관 ∅250mm 836.4m 김해시에 귀속

BOX 2.0x1.5 281.6m 김해시에 귀속

BOX 3.0x1.0 22.5m 김해시에 귀속

우수받이 400x500x1000 191개소 김해시에 귀속

우수맨홀 1,2,3호원형 52개소 김해시에 귀속

L형측구 B=0.5m 4,400.0m 김해시에 귀속

집수정 0.7x0.7,0.8x0.8,1.5x1.5 55개소 김해시에 귀속

비점오염저감시설 STORMS.F-1 1개소 사업시행자 귀속

오수

오수관 D250mm 1,263.7m 김해시에 귀속

오수연결관 D150mm 248.0m 김해시에 귀속

오수맨홀 GRP원형 31개소 김해시에 귀속

상수

송수관 DCIPD100mm 1,229.8m 김해시에 귀속

급수관 DCIPD100mm 2,226.3m 김해시에 귀속

인입관 PED15mm 115.0m 김해시에 귀속

소화전 지상식 5개소 김해시에 귀속

제수변보호공 1호 16개소 김해시에 귀속

가압장 5.6x3.1x3.0 1개소 김해시에 귀속

조경공

이팝나무 H3.5xR12 462.0주 김해시에 귀속

철쭉 H0.3xW0.3 1,920주 김해시에 귀속

꽃댕강 H0.8xW0.5 11,502주 김해시에 귀속

남천 H1.0,3가지 5,295주 김해시에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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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격 수량 관리처분 계획 비고

포장

아스팔트포장 T=5-6-10-30cm 21,095㎡ 김해시에 귀속

아스팔트덧씌우기포
장

T=5cm 274㎡ 김해시에 귀속

투수콘포장 T=7cm 11,750㎡ 김해시에 귀속

소형고압블록포장 T=6cm 512㎡ 김해시에 귀속

보차도경계석 200×250(100)×1000 4,401m 김해시에 귀속

도로경계석 150×150×1000 3,798m 김해시에 귀속

식수대경계석 120×120×1000 3,476m 김해시에 귀속

부대공

차선도색 백색,황색 8,135m 김해시에 귀속

교통표지판 안내,교통 56개소 김해시에 귀속

반사경 ∅1,000mm 9개소 김해시에 귀속

중앙분리대 188m 김해시에 귀속

횡단보도 36개소 김해시에 귀속

과속방지턱 B:3.6m,L:8.0m 7개소 김해시에 귀속

메쉬휀스 H:1.5m,L:2.0m 1,011m 김해시에 귀속

미끄럼방지포장 전면식 3,592㎡ 김해시에 귀속

주차장1
,2

U형측구 0.3x0.3 88.1m 사업시행자 귀속

집수정 600x600 7개소 사업시행자 귀속

바이오잔디블럭 996x996x150 3,012㎡ 사업시행자 귀속

적지
복구

사면보호공
(ESM공법)

성토부절토부(토사,발파암) 15,261㎡ 사업시행자

사면보호공
(코아네트공법)

절토부(풍화암) 4,601㎡ 사업시행자

U형개거 0.3x0.3~1.0x1.0 525.7m 사업시행자

산마루측구 0.5x0.5 321.8m 사업시행자

조경 스트로브잦나무외8종 4,887주 사업시행자

토비콘잔디블럭 996x996x150 599㎡ 사업시행자

경계석 직선,150x150x1,000 296m 사업시행자

배수지

아스팔트포장 T=45cm 327㎡ 김해시에 귀속

물탱크 2개소 김해시에 귀속

L형측구 B=500mm 475m 김해시에 귀속

집수정 1.0x1.0x1.6 2개소 김해시에 귀속

경계석 200x250x1,000 98m 김해시에 귀속

메쉬휀스 H=2.0,W=2.0 49경간 김해시에 귀속

출입문 H=2.0,B=4.0 1개소 김해시에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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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격 수량 관리처분 계획 비고

저류지
메쉬휀스 H=2.0,W=2.0 78경간

김해시에 귀속
(사업시행자 관리)

오리피스 2.0x3.6,H=6.5 1개소
김해시에 귀속

(사업시행자 관리)

공원1

조경 스트로브잦나무외12종 1,246주
김해시에 귀속

(사업시행자 관리)

디딤석놓기 T50 30m
김해시에 귀속

(사업시행자 관리)

판석포장 T50 23㎡
김해시에 귀속

(사업시행자 관리)

보도블럭포장 T60 125㎡
김해시에 귀속

(사업시행자 관리)

경계석 150x150x1,000 75m
김해시에 귀속

(사업시행자 관리)

파고라 R3600xW3600xL2800 1개소
김해시에 귀속

(사업시행자 관리)

평의자 1500x455x390 8개소
김해시에 귀속

(사업시행자 관리)

등의자 1500x605x780 2개소
김해시에 귀속

(사업시행자 관리)

가로하늘타기 1800x930x2345 1개소
김해시에 귀속

(사업시행자 관리)

복근기르기 1920x1475x2345 1개소
김해시에 귀속

(사업시행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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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격 수량 관리처분 계획 비고

공원3

조경 가시나무외14종 2,772주
김해시에 귀속

(사업시행자 관리)

고무칩포장 137㎡
김해시에 귀속

(사업시행자 관리)

디딤석놓기 T50 58m
김해시에 귀속

(사업시행자 관리)

판석포장 T50 80㎡
김해시에 귀속

(사업시행자 관리)

보도블럭포장 T60 168㎡
김해시에 귀속

(사업시행자 관리)

경계석 150x150x1,000 194m
김해시에 귀속

(사업시행자 관리)

평의자 1500x455x390 8개소
김해시에 귀속

(사업시행자 관리)

등의자 1500x605x780 10개소
김해시에 귀속

(사업시행자 관리)

평의자 1500x455x390 8개소
김해시에 귀속

(사업시행자 관리)

등의자 1500x605x780 10개소
김해시에 귀속

(사업시행자 관리)

허리돌리기 1800x900x2345 1개소
김해시에 귀속

(사업시행자 관리)

가로하늘타기 1800x930x2345 1개소
김해시에 귀속

(사업시행자 관리)

복근기르기 1920x1475x2345 1개소
김해시에 귀속

(사업시행자 관리)
완충
녹지

조경 이팝나무외12종 8,689주
김해시에 귀속

(사업시행자 관리)

녹지
용지

조경 스트로리브잣나무외10종 4,394주
김해시에 귀속

(사업시행자 관리)

보도블럭포장 1,070㎡
김해시에 귀속

(사업시행자 관리)

하늘걷기 3100x800x2345 1개소
김해시에 귀속

(사업시행자 관리)

앉아당기기 2900x908x2345 1개소
김해시에 귀속

(사업시행자 관리)

팔관절운동 2000x1050x2345 1개소
김해시에 귀속

(사업시행자 관리)

원그리기 1350x885x2345 1개소
김해시에 귀속

(사업시행자 관리)

허리마사지 1830x800x2345 1개소
김해시에 귀속

(사업시행자 관리)

전기
신호등,가로등,

공원등
1식 김해시에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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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가. 용도지역 조서
  1) 김해시 용도지역 총괄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63,329,091.0 - 463,329,091.0 100.0 　

주
거
지
역

소계 36,114,609.5 - 36,114,609.5 7.7 　

제2종전용주거지역 71,538.0 - 71,538.0 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1,671,707.0 - 11,671,707.0 2.5 　

제2종일반주거지역 15,266,824.5 - 15,266,824.5 3.3

제3종일반주거지역 6,737,179.2 - 6,737,179.2 1.4

준주거지역 2,367,360.8 - 2,367,360.8 0.5

상
업
지
역

소계 4,256,201.1 - 4,256,201.1 0.9

중심상업지역 365,880.0 - 365,880.0 0.1

일반상업지역 3,425,132.2 - 3,425,132.2 0.7

근린상업지역 216,514.9 - 216,514.9 0.1

유통상업지역 248,674.0 - 248,674.0 0.0

공
업
지
역

소계 15,212,846.2 - 15,212,846.2 3.3

일반공업지역 11,574,771.2 - 11,574,771.2 2.5

준공업지역 3,638,075.0 - 3,638,075.0 0.8

녹
지
지
역

소계 211,146,866.2 - 211,146,866.2 45.7

보전녹지지역 143,853.0 - 143,853.0 0.0

생산녹지지역 7,870,339.2 - 7,870,339.2 1.7

자연녹지지역 203,132,674.0 - 203,132,674.0 44.0

관리지역 101,493,560.0 - 101,493,560.0 21.9

농림지역 95,105,008.0 - 95,105,008.0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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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용도지역 결정조서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다.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212,757.0 100.0

산업시설용지 135,376.1 63.6

지원시설용지 1,015.7 0.5

공공시설용지 56,954.5 26.8

도로 36,828.4 17.3

주차장 3,011.9 1.4

저류지 2,980.2 1.4

배수지 484.8 0.2

가압장 136.2 0.1

공원 3,037.8 1.4

녹지율
15.4%

완충녹지 10,475.2 4.9

기타시설용지 19,410.7 9.1

녹지용지 19,410.7 9.1

진입도로 1,103.0 - 산업단지 외

구분
도면표시번

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이노비즈벨리
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산8-2번지일원

212,757 - 212,757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12,757 - 212,757 100.0

일반공업지역 212,757 - 212,75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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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총괄표

    ○ 도로 조서

     - 산업단지

 

     - 진입도로(산업단지 외)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2 22
국지
도로

333
대 

1-2-3
중2-35

일반 
도로

- 2013.8.29.

기정 중로 2 1 15
보조
간선
도로

2,017 중2-34
대

1-2-3
일반
도로

- 2001.7.4.
단지외:1,994m

단지내:23m

기정 중로 2 34 16
국지
도로

1,202 중2-35 중2-35
일반 
도로

- 2013.8.29.

기정 중로 2 35 16
국지
도로

475 중1-12 중2-34
일반 
도로

- 2013.8.29.

기정 소로 3 45 5
국지
도로

190 중2-34 배수지
일반
도로

- 2013.8.29.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2-3 35
주간
선

도로
1,540

2-3호
광장

2-2호
광장

일반
도로

-
2001.6.

29

진입도로 
연결구간 및 

회전교차로 일부

기정 중로 2 3 15
보조
간선
도로

353 산2-13 중2-1
일반
도로

-
2001.7.

4
회전교차로 일부

구분 류별

계 1류 2류 3류

비고노선수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수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수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수
(노선)

연장
(m)

면적
(㎡)

일반도로

계 5 2,223
36,828.

4
1 333

7,757.
8

3 1,700
28,11

6
1 190 954.6

중로 4 2,033
35,873.

8
1 333

7,757.
8

3 1,700
28,11

6
- - -

소로 1 190 954.6 - - - - - - 1 190 9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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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

  나)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조서

   2) 녹지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011.9 - 3,011.9

기정 ① 주차장
주촌면 덕암리

산244번지 일원
854.0 - 854.0

김해시 고시
제2013-152호

(13.08.29.)

기정 ② 주차장
주촌면 덕암리

산234번지 일원
2,157.9 - 2,157.9

김해시 고시
제2013-152호

(13.08.29.)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037.8 - 3,037.8

기정 ① 공원 소공원
주촌면 덕암리

산242번지 일원
1,178.1 - 1,178.1

김해시 고시
제2013-152호

(13.08.29.)

기정 ③ 공원 소공원
주촌면 덕암리

산11-1번지 일원
1,859.7 - 1,859.7

김해시 고시
제2013-152호

(13.08.29.)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0,475.

2
-

10,475.
2

기정 ① 녹지 완충녹지
주촌면 덕암리

산3-10번지 일원
4,371.3 - 4,371.3

김해시 고시
제2013-152호

(13.08.29.)

기정 ② 녹지 완충녹지
주촌면 덕암리

산239번지 일원
6,103.9 - 6,103.9

김해시 고시
제2013-152호

(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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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방재시설

   1) 유수지

    ○ 유수지 결정조서

  라) 유통 및 공급시설

   1) 수도공급설비

    ○ 수도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유수지 저류시설
주촌면 덕암리

산2-17번지 일원
2,980.2 - 2,980.2

김해시 고시
제2013-152호

(13.08.29.)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21.0 - 621.0

기정 ①
배수시설
(배수지)

주촌면 덕암리
산233번지 일원

484.8 - 484.8
김해시 고시

제2013-152호
(13.08.29.)

기정 ②
송수시설
(가압장)

주촌면 덕암리
산2-22번지 일원

136.2 - 136.2
김해시 고시

제2017-12호
(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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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가구
번호

획지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 212,757.0 - 212,757.0

BL1

BL1-1

36,967.6

주촌면 덕암리 산3-10번지 일원 4,371.3 완충녹지1

BL1-2 주촌면 덕암리 산2-17번지 일원 2,980.2 저류시설

BL1-3 주촌면 덕암리 산2-22번지 일원 136.2 송수시설

BL1-4 주촌면 덕암리 산242번지 일원 1,178.1 공원1

BL1-5 주촌면 덕암리 산244번지 일원 854.0 주차장1

BL1-6 주촌면 덕암리 산240번지 일원 1,015.7 지원시설1

BL1-7 주촌면 덕암리 산2-2번지 일원 26,432.1 산업시설용지1

BL2

BL2-1

41,423.7

주촌면 덕암리 산239번지 일원 6,103.9 완충녹지2

BL2-2 주촌면 덕암리 산239번지 일원 10,999.5 산업시설용지2

BL2-3 주촌면 덕암리 산232번지 일원 11,573.8 산업시설용지3

BL2-4 주촌면 덕암리 산237번지 일원 4,298.4 산업시설용지4

BL2-5 주촌면 덕암리 산234번지 일원 3,308.8 산업시설용지5

BL2-6 주촌면 덕암리 산232번지 일원 5,139.3 산업시설용지6

BL3
BL3-1

37,400.4
주촌면 덕암리 산7-1번지 일원 29,799.9 산업시설용지7

BL3-2 주촌면 덕암리 산183번지 일원 7,600.5 산업시설용지8

BL4

BL4-1

38,381.7

주촌면 덕암리 산8-2번지 일원 9,916.2 산업시설용지9

BL4-2 주촌면 덕암리 산234번지 일원 2,157.9 주차장2

BL4-3 주촌면 덕암리 산232번지 일원 26,307.6 산업시설용지10

BL5

BL5-1

21,755.2

주촌면 덕암리 산233번지 일원 484.8 배수시설

BL5-2 주촌면 덕암리 산11-1번지 일원 1,859.7 공원3

BL5-3 주촌면 덕암리 산234번지 일원 14,219.2 녹지용지1

BL5-4 주촌면 덕암리 산11-1번지 일원 5,191.5 녹지용지2

- - 36,828.4 - 36,828.4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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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1) 산업시설용지 (변경)

  2) 지원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가구 및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

BL1-7
BL2-2
BL2-3
BL2-4
BL2-5
BL2-6
BL3-1
BL3-2
BL4-1
BL4-3

용
도

허용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추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 발전시설(해당 공장건축물 지붕 및 외벽
   에 한한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제4조관련)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제2조관련)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및 
도금시설은 입주를 제한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5층 이하
배치 ⦁본 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형태 ⦁본 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색채 ⦁본 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건축선
⦁획지 내 보강토 옹벽의 보강재(그리드) 설치구간 및 옹벽전면부 12m이하 
  건축한계선 지정(세부사항 지침 및 도면 참조)

도면
번호

위치
(가구 및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 BL1-6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3호 및 1의4호에 의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조업소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5호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7호에 의한 판매시설(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판매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10호에 의한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학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11호에 의한 노유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14호에 의한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18호에 의한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 발전시설(해당 공장건축물 지붕 및 외벽에 
   한한다.)

권장용도 -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5층 이하
배치 ⦁본 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형태 ⦁본 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색채 ⦁본 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건축선
⦁획지 내 보강토 옹벽의 보강재(그리드) 설치구간 및 옹벽전면부 10m이하 건축
한계선 지정(세부사항 지침 및 도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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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공시설용지

   ￭ 주차장

   ￭ 공원

   ￭ 녹지

도면
번호

위치
(가구 및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
BL1-4
BL5-2

용도

허용용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원녹지

권장용도 -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최고한도 -

최저한도 -

도면
번호

위치
(가구 및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
BL1-1
BL2-1

용도

허용용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원녹지

권장용도 -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최고한도 -

최저한도 -

도면
번호

위치
(가구 및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
BL1-5
BL4-2

용도

허용용도
⦁「주차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외주차장
⦁「주차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권장용도 -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최고한도 ⦁10층 이하

최저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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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수지

   ￭ 수도공급설비

  4) 기타시설용지

   ￭ 녹지용지

도면
번호

위치
(가구 및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
BL1-3
BL5-1

용도

허용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5조의 수도
  공급설비인 배수시설, 송수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최고한도 -

최저한도 -

도면
번호

위치
(가구 및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
BL5-3
BL5-4

용도

허용용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원녹지

권장용도 -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최고한도 -

최저한도 -

도면
번호

위치
(가구 및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 BL1-2

용도

허용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8조의 유수지 
  중 저류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최고한도 -

최저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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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1) 소공원 ① 조성계획 결정조서

   ￭ 총괄조서

   

   ￭ 세부시설조서

    

    ￭ 도로조서

구분 시설내용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1,178.1 시설율 : 12.82%
공원시설 151.0 - -

도로 및 광장
소계 39.5 - -
도로 39.5 - - 2개노선
광장 - - -

조경시설
소계 - - -

파고라 - - -

휴양시설

소계 111.5 - -
휴게쉼터1 86.0 - -
휴게쉼터2 12.5 - -
휴게쉼터3 13.0 - -

파고라 - - - 1EA
등의자 - - - 2EA
평의자 - - - 4EA

녹지 1,027.1 녹지율 : 87.18%

시설구분 번호 시설내용 위치
부지면적

(㎡)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1,178.1 시설율 :12.82%

도로 및 광장
소계 39.5 - -
도로 주촌면 덕암리 산242번지 일원 39.5 - - 2개노선

휴양시설

소계 111.5 - -
2-1 휴게쉼터1 주촌면 덕암리 산242번지 일원 86.0 - -
2-2 휴게쉼터2 주촌면 덕암리 산242번지 일원 12.5 - -
2-3 휴게쉼터3 주촌면 덕암리 산242번지 일원 13.0 - -
(가) 파고라 주촌면 덕암리 산242번지 일원 - - - 1개소
(나) 등의자 주촌면 덕암리 산242번지 일원 - - - 2EA
(다) 평의자 주촌면 덕암리 산242번지 일원 - - - 4EA

녹지
소계 1,027.1 - -
녹지 주촌면 덕암리 산242번지 일원 1,027.1 - - 녹지율 :87.18%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세로 - 1 2 9.75 19.5 진입로 북측경계 휴게쉼터1

기정 세로 - 2 2 10.0 20 진입로 남측경계 휴게쉼터2



- 45 -

  2) 소공원 ③ 조성계획 결정조서

   ￭ 총괄조서

   ￭ 세부시설조서

   

   ￭ 도로조서

구분 시설내용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1,859.7 - - 시설율 : 19.95%

공원시설 371.0 - -

도로 및 광장

소계 168.0 - -

도로 142.0 - - 1개노선

광장 26.0

휴양시설

소계 203.0 - -

휴게쉼터1 125.0 - -

휴게쉼터2 78.0 - -

등의자 - - - 10EA

운동시설 - - - 3EA

녹지 1,488.7 - - 녹지율 : 80.05%

시설구분 번호 시설내용 위치
부지면적

(㎡)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1,859.7 - -
시설율 : 
19.95%

도로 및 광장

소계 - 168.0 - -

- 도로 주촌면 덕암리 산11-1번지 일원 142.0 - -

1-1 광장 주촌면 덕암리 산11-1번지 일원 26.0 - -

휴양
시설

소  계 - 203.0 - -

2-1 휴게쉼터1 주촌면 덕암리 산11-1번지 일원 125.0 - -

2-2 휴게쉼터2 주촌면 덕암리 산11-1번지 일원 78.0 - -

(가) 등의자 주촌면 덕암리 산11-1번지 일원 - - - 10EA

(나) 운동시설 주촌면 덕암리 산11-1번지 일원 - - - 3EA

녹 지
소계 1,488.7 - -

녹지 주촌면 덕암리 산11-1번지 일원 1,488.7 - -
녹지율 : 
80.05%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세로 - 1 2 71 142 진입로 광장 휴게쉼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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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산업단지외 개발사업(변경없음)

 가. 지정대상지역 위치 및 면적
  1)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493-1번지일원

  2) 규모 : 대로 1-2-3호선(B=35m, L=1,540m)

진입도로 연결 개설구간, 회전교차로 일부(B=22M, L=30m, A=931㎡)

중로 2-3호선(B=15m, L=353m)

회전교차로 일부(B=15M, L=13m, A=172㎡)

 나. 산업단지외 사업의 개발기간
  ○ 개발기간 : 2013년 ~ 2020년 01월 31일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사업시행자 : (주)에스엔비 법률상관리인 (9개사 대표기업)

  ○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로 60-56

 라. 사업시행지역 토지이용현황
  1) 지목별 현황

  2) 소유자별 현황

 마. 기반시설계획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2-3 35
주간선
도로

1,540
2-3호
광장

2-2호
광장

일반
도로

-
2001.6.2

9

진입도로
연결구간 및 

회전교차로 일부

기정 중로 2 3 15
보조
간선
도로

353 산2-13 중2-1
일반
도로

- 2001.7.4 회전교차로 일부

구분 필지수 면적(㎡) 구성비(%) 비고

계 12 1,103 100.0

임야 4 205 18.6

답 4 710 64.4

도로 2 89 8.0

구거 2 99 9.0

구분 필지수 면적(㎡) 구성비(%) 비고

계 12 1,103 100.0

사유지 3 243 22.0

농림축산식품부 2 99 9.0

국토교통부 1 70 6.3

김해시 6 691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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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사.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

 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1) 도시관리계획(산업단지외 도로) 결정조서

   ￭ 도로 결정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1,103 100.0
진입도로,회전교차로

(대로1-2-3호선)
931 84.4

김해시 귀속
회전교차로(중로2-3) 172 15.6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권리자 권리내용

1 덕암리
493-

7
답 2.0 2.0 김해시

2 덕암리
493-

8
답 67.0 67.0 코리아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3 덕암리
501-

6
답 141.0 141.0 코리아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4 덕암리
501-

7
답 500.0 500.0 김해시

5 덕암리
967-

31
구 80.0 80.0 국(농림축산식품부)

6 덕암리
967-

32
구 19.0 19.0 국(농림축산식품부)

7 덕암리
979-

3
도 70.0 70.0 국(국토교통부)

8 덕암리
산2-2

3
임 35.0 35.0 코리아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9 덕암리
산2-2

4
도 19.0 19.0 김해시

10 덕암리
산2-2

5
임 12.0 12.0 김해시

11 덕암리
산2-2

6
임 118.0 118.0 김해시

12 덕암리
산2-2

7
임 40.0 40.0 김해시

합계
1,103

.0
1,10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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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2-3 35
주간선
도로

1,540
2-3호
광장

2-2호
광장

일반
도로

-
2001.6.2

9

진입도로
연결구간 및 

회전교차로 일부

기정 중로 2 3 15
보조
간선
도로

353 산2-13 중2-1
일반
도로

- 2001.7.4 회전교차로 일부


